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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timization of Electrospinning Conditions for PZT/PVDF Nanofib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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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ZT(Pb(Zr0.53Ti0.47)O3)/PVDF(poly vinylidene fluoride) nanofibers were prepared based on DMF (dimethylformamide) and acetone
solvent by electrospinning. The optimum concentration of a PZT and PVDF composite solution for the formation of nanofibers was
found by SEM (scanning electron microscopy) observations. XRD (X-ray diffraction) measurements indicated that the characteristics
of PZT and PVDF coexisted. The effects of the PZT concentration on the tensile strength were investig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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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전기방사(electrospinning)를 위한 전구체 용액이 수직으

로 위치한 모세관 끝, 즉 방적돌기에서 중력과 표면장력

사이에 평형을 이루며 반구형 방울을 형성하며 매달려 있

을 때, 고전압을 부여하면 표면장력과 반대되는 힘이 발

생하여, 반구형 방울은 원추형 모양으로 늘어나게 되며, 전

기장이 어느 세기 이상이 되면 표면장력을 극복하면서 하

전된 전구체 용액의 제트(Jet)가 테일러 콘(Taylor cone)에

서 계속해서 방출된다. 이 제트는 점도가 높으면 붕괴되지

않고 접지된 집전판(Collector)을 향하여 공기 중을 날아가

면서 용매는 모두 증발하게 되고, 집전판에는 하전된 연속

상의 나노섬유(직경 수십 ~수백 nm인 나노구조)가 쌓이게

된다. 전구체 용액의 제트는 이동 중에 정전기장의 반발력

에 의해 표면적이 증가하는 힘으로 나타나게 되어 결과적

으로 섬유의 직경이 작아져 나노크기까지 작아진다. 이러

한 전기방사법은 섬유 제조가 용이하여 대량생산이 가능

하며, 실험장치가 비교적 간단할 뿐만 아니라, 생산비용이

저렴하다. 또한 고분자 종류의 변화에 따라 나노 섬유의

구조 및 물성을 제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PZT(Pb(Zr0.53Ti0.47)O3)는 대표적인 압전 재료로서, 강유

전성, 초전성, 압전성 등 다양한 성질을 가지고 있으며,

강유전성을 이용한 비휘발성 기억소자, 유전특성을 이용

한 이동 통신기기의 핵심 소자 부품, 압전성을 이용한 마

이크로 액튜에이터와 가속도 센서, 그리고 초전성을 이용

한 적외선센서, 적외선 감지소자 등에 널리 이용되고 있

다.
1-4)

 PZT 압전 세라믹은 우수한 압전 및 유전 특성을

가지고 있어 여러 분야에 널리 사용되고 있지만, 세라믹

의 약한 강도와 곡선형상의 어려움, 벌크 형태로 인한 디

바이스 내의 일정 공간을 차지한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

다. 압전 나노섬유를 제조 시, 뛰어난 압전 성능과 휘거

나 구부렸을 때 박막에 비해 구조적 손상이 훨씬 덜 하

고, 압전 섬유를 연신이 가능한 substrate에 부착하여 소자

를 만들 경우 stretchable 소자 제작도 가능하여 이와 관

련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다.
5-8)

 또한 압전 성능은 세라

믹 대비 떨어지지만 유연성은 뛰어난 PVDF 압전 고분자

복합화를 통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PVDF를 DMF와 acetone을 혼합한 용매에

녹인 후, 소결한 PZT 파우더를 혼합하여 PZT/PVDF 복합

체 용액를 전기방사하여 PZT/PVDF 나노섬유를 제조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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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DMF : acetone 비율과 PVDF 함량에 따른 섬유 형상

을 SEM (Scanning electron microscopy) 분석을 통하여

최적화하였다. 최적 조건(DMF : acetone = 5 : 5, PVDF 20

wt%)에서 PZT 함량을 0, 5, 10, 20, 30 wt%로 조절하여,

XRD (X-ray diffraction)와 SEM을 통한 미세구조 분석 및

압전 나노섬유 필름의 인장강도(Tensile strength) 평가를

수행하였다. 

2. 실험 방법 

전기방사용 용액 PZT/PVDF 복합체 용액은 PVDF-TrFE

(Polyvinylidene fluoride-trifluoroethylene)를 DMF와 acetone 혼

합 용매에 24시간 교반시킨 후, PZT 파우더를 첨가하여

다시 72시간 동안 교반시킨다. 이렇게 합성된 PZT/PVDF

복합체 용액은 전기방사(electrospinning) 장비를 사용하여

나노섬유로 제조되었다. PZT/PVDF 복합체 용액을 syringe

에 넣고 syringe pump를 이용하여 30 ul/min의 속도로 토출

시켰다. 이때 팁(Tip) 직경은 23 G (diameter = 0.33 mm),

노즐에 인가된 전압은 15 ~ 18 kV이며 유리 기판과의 거리

는 10 cm이다. 방사 후 70
o
C에서 24시간 동안 건조시킨 후

SEM (Jeol / JSM-6700F), XRD (Rigaku Corporation / D/max

2200V / PC)를 통하여 미세구조를 분석하였다. 또한 인장강

도 측정을 위하여 1 cm (가로) × 7 cm (세로) × 0.5 cm (두께)

크기의 압전 나노섬유 필름을 제조하여 양쪽 각 1 cm를

지그에 물린 후, 인장하여 강도를 측정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용매 비율(DMF : acetone = 5 : 5)을 고정하고 PVDF 함량

(10, 12, 15, 20 wt%)에 따른 나노섬유를 전기방사하여

SEM을 통하여 미세구조를 분석한 결과, PVDF 함량이

10, 12, 15 wt% (Fig. 1(a)-(c))일 경우 파이버가 곧게 방사

되지 못하고, 용액의 농도가 낮아 고분자는 방울형태로

축적되어 구슬(bead) 형태의 나노섬유가 관찰되었다. 일

반적으로 구슬 형태의 나노섬유는 전기장하에서 변형된

표면장력에 의해 제트가 붕괴된 결과이며, 이와 같은 구

슬 형태의 나노섬유 형성의 주된 인자는 용액 점도, 제트

가 지닌 전체 전하밀도 그리고 용액의 표면장력이다. 이

에 반하여 Fig. 2(d)의 PVDF 함량을 20 wt% 농도가 높아

짐에 따라 용매 내에서 고분자 사슬의 얽힘 정도가 증가

되어 제트의 붕괴를 방해하므로 제트가 섬유상으로 늘어

나게 됨에 따라 구슬 형태가 없는 안정된 섬유상을 형성

하였다. Fig. 2는 20 wt%의 PVDF를 다양한 DMF : acetone

비율(8 : 2, 7 : 3, 6 : 4, 5 : 5)에 따라 제조된 PVDF 나노섬

유의 SEM 결과이다. Acetone의 함량이 증가함에 따라 구

슬 형태가 작아지면서 곧은 형태의 안정된 섬유상이 관

찰되었다. 휘발성이 강한 acetone의 함량이 증가함에 따

라 용매가 함유된 제트가 집전판에 도달하게 될 확률이

줄어들게 되고 빠른 용매의 증발에 따라 안정된 섬유상

이 형성된 것으로 판단된다. 

구슬 형태가 없이 안정된 섬유상이 관찰되어진 조건

(PVDF 20 wt%, DMF : acetone = 5 : 5)에서 다양한 PZT

함량(0, 5, 10, 20, 30 wt%)의 PZT/PVDF 나노섬유를 제

조하였다. 다양한 PZT 함량에 따른 PZT/PVDF 나노 섬

유의 SEM 이미지(Fig. 3)를 보면, PZT 함량이 증가할수

록 매끈한 나노섬유 표면의 유연한 섬유 형태에서 점차

거친 표면의 곧은 섬유 형태가 관찰되었다. 이는 세라믹

입자의 양이 증가함에 따라 표면에 노출된 입자가 증가하

게 되고 유연성 떨어지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또한 Fig. 4

의 PZT 함량에 따른 XRD 패턴구조를 보면 0 wt%에서

는 PVDF 피크만 관찰되지만, PZT 함량이 증가함에 따라

Fig. 1. SEM images of PVDF nanofibers with different PVDF

contents (a) 10 wt% (b) 12 wt% (c) 15 wt%, and (d)

20 wt%.

Fig. 2. SEM images of PVDF nanofibers with different DMF :

acetone ratio (a) 8 : 2 (b) 7 : 3 (c) 6 : 4, and (d) 5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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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VDF 피크는 감소하고 PZT 피크가 증가하였다. 이를 통

하여, PZT/PVDF 나노섬유에서는 PZT와 PVDF가 서로에

게 영향을 주지 않고 함께 공존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PZT/PVDF 나노섬유 필름을 세라믹이 첨가됨에 따

라 인장 시험을 한 결과는 Fig. 5와 같다. PZT가 첨가되

지 않고 PVDF 고분자 나노섬유 대비 PZT 압전 세라믹

이 5 wt% 첨가된 경우, 연신율 및 인장강도가 크게 개선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더 많은 양의 PZT

압전 세라믹이 첨가된 10 wt%와 20 wt%의 PZT/PVDF 나

노섬유의 경우 세라믹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세라믹 자체

에서 오는 취성의 영향이 커져 연신율은 크게 감소하고

인장강도는 크게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더 많은

양의 PZT 압전 세라믹이 첨가된 30 wt% 샘플의 경우는,

Fig. 3(e)의 SEM 사진과 같이 rough한 표면에 곧은 섬유

형태의 성질에 따라 세라믹의 brittle한 특성이 더 큰 영향

을 주어 인장강도가 오히려 더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적용 분야에 따라 필요한 스펙이 다르겠지만, 만약 연성보

다는 낙하테스트 등의 충격에서도 깨지지 않아야 하는 모

바일용 햅틱 액츄에이터로 적용하는 경우는 연성은 조금

떨어져도 강도가 크게 개선된 10 wt%와 20 wt% PZT/

PVDF 나노섬유가 더 적합할 것으로 판단된다.

Fig. 3. SEM images of PZT/PVDF nanofibers with different PZT contents (a) 0 wt% (b) 5 wt% (c) 10 wt% (d) 20 wt%, and (e) 30 wt%.

Fig. 4. XRD patterns of PZT/PVDF nanofibers with different

PZT contents.

Fig. 5. Tensile stress-strain properties of PZT/PVDF nanofibers

with different PZT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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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PZT/PVDF 나노섬유를 제조하기 위하여

DMF-acetone 혼합 용매기반 PZT/PVDF 복합체 용액를 전기

방사하였다. DMF : acetone 비율과 PVDF 함량에 따른 섬유

형상을 SEM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DMF : acetone = 5 : 5과

PVDF 20 wt%로 방사조건을 최적화하였다. 최적화된 방

사조건에서 PZT 함량을 0, 5, 10, 20, 30 wt%로 조절하

여, XRD (X-ray diffraction)를 통하여 PZT와 PVDF가 각

각의 특성을 유지하면서 공존하는 것을 확인하였고, XRD

와 SEM을 통하여 PZT 압전 세라믹 함량이 증가할수록

세라믹 특성이 강하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특성은 인장 실험에서도 확인되어 가장 강한 인장강도를

가지는 PZT 함량은 20 wt%이고 연성이 가장 좋은 PZT

함량은 5 wt%인 것으로 관측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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